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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학생활이 시작되는 시기에 청소년들은 대학, 전공, 인간관계 등 새

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대학적응이란 대학입학

이후의 다양한 내적 외적 변인들에 의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입학이

전의 입시과정 또한 대학생활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

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입학과정에서 학교의 지위, 전공, 학생의 흥미적

성을 기준으로 8가지의 타협 유형이 존재하며, 이 유형들과 대학생활 적

응이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대학입학 타협의 기준에 학교의 지

위가 포함될 만큼 대학 학력이 이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

적 지위를 결정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이러한

학벌의 가치는 더 크게 작용하지만, 이것이 과연 학생의 대학적응에 긍

정적인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일부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대학입

학과정에서 보이는 타협유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

이 학과만족도와 관계가 있고 안정적인 진로선택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타협유형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을 학과만족도, 진로준

비행동, 진로변경의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다만, 한국의 입시문화

속에서 학벌의 가치에 따른 선택이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어떠한 관

계가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지위 타협 여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

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8-201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표를 기준으로 상위권 종합대학 6곳에서 2013학번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대학의 대형교양수업 중심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총 587개의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과 예, 체능계열을 제외

한 530개의 설문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황매향(2002)의 대학입학 타협유

형을 기준으로 분류한 후, 세 가지 적응도와의 관계를 일원분산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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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타협유형이 확인되었으

며, 이 유형들 중 무타협, 학교지위추구, 학교지위타협, 전체타협의 네 유

형을 대상으로 적응도를 살펴본 결과, 무타협 유형이 가장 적응도가 높

았고, 전체타협 유형이 가장 적응도가 낮았다. 네 집단 간 차이는 학과만

족도와 진로변경의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진로준비행동에서는 유

의하지는 않았다. 특이할 만한 결과로, 학교지위추구와 학교지위타협 유

형의 경우, 학과와 흥미적성은 포기하고 학교지위를 추구한 유형인 학교

지위추구유형의 적응도가 학교지위는 포기했지만 학과와 흥미적성을 추

구한 학교지위타협 유형보다 전반적으로 낮았다는 점이다. 학과만족도는

학교지위추구유형과 학교지위타협유형이 거의 유사했던 반면, 진로변경

의사는 학교지위추구유형이 더 높았고, 이는 전체타협 유형과 유사한 수

준이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성적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에서도 학교지위타협유형이 학교지위추구유형보다 성적이 더 좋은

편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학교지위타협유형이 학교지

위추구유형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높았다.

또한 학교지위를 추구한 학생들(무타협, 학교지위추구, 전공타협, 흥

미적성타협) 간에도 전공타협여부와 흥미적성타협여부에 따라 세 적응도

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공이나 흥미적성을 포기한 채 학

교지위를 추구한 학생들은, 전공이나 흥미적성을 추구하여 학교지위를

추구한 학생들에 비하여 학과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이 낮고, 진로변경의

사가 높은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보다 일부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무타협 비율은 낮고, 전체타협 비율은 높다는 것

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무타협 유형의 적응도가 가장 높고, 전체타협유형

의 적응도가 가장 낮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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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또한 학교지위추구 유형과 학교지위타협 유형 간에 적응도 차이

는 흥미적성과 전공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지위만 추구한 학생들이 그렇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대학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진로와

관련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는 학교지위가 굉장히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간과되기 쉬운 학생의 흥미적성과 전공에 대한

탐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지위를 추구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는 좋은 대학에만 들

어가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은 환상을 깨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공과 흥미적성이 고려되지 않은 학교지위추구는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대학시절에 진로에 대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

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진로지도와 대학의 진로지도 및 상담 장면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연구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나

아가 학벌주의 사회에 대한 우려가 실제임을 밝히고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학문이 해야 할 역할을 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상위권 학생 전체에 대한 연구로서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전공타협여부와, 대

학지위타협여부, 적성타협여부에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어려

웠다는 점에서, 또한 530개의 총 사례를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각 유형

에 속하는 사례가 서로를 비교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향후 이러한 한계가 보완되고, 나아가 타협이후의 연구뿐 아니라

타협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더해진다면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대학입학타협유형, 의사결정, 타협, 대학입시, 학벌주의, 대학적

응, 학과만족도, 진로준비행동, 진로변경의사, 진로상담

학 번 : 2012-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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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활이 시작되는 후기 청소년기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대학적응이라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다. 대학생활적응이란

매우 다차원적인 현상에 대한 접근(Atkinson, 1982)으로서, 대학의 새로

운 환경, 교우관계나 교수와의 관계 다양하고 변화된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전망, 학업, 건강 등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이 깊다(김계현 등, 2005;

한덕웅 등, 1993).

이처럼 입학이후의 새로운 환경의 영향 뿐 아니라 입학이전 입시 과

정 또한 대학생활 적응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대

학입학 과정이 대학생활 적응의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강재연, 2009; 장광원, 2011; 황매향, 2002), 이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받아온 교육의 결실이자 사회진입의 마지막 징검다리인 대

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입시문화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의 대학서열은 ‘대학 카스트제도’에 비유될 만큼(김동훈, 2001) 강력한 체

계로써, 사람들은 대학입시를 통한 학력이 개인의 임금, 승진, 결혼, 직

장,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강인원, 전성일, 2003;

유혜은, 2010). 문제는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학생들은 개인이 가진 학

벌에 대한 가치가 더 크게 작용하며, 이것이 과연 학생의 대학적응에 긍

정적인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학벌주의 사회의 독특하고도 치열한 입시 경험이 학

생들의 대학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 황매향(2002)

은 Gottfredson(1981)이 진로의사결정의 세 가지 타협 유형으로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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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위(prestige), 적성(interest), 성역할(sex type)을 대학진학 단계

에서의 진로의사결정에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입시의 특성상 성역할 보

다는 사회적 지위와 적성이 더 중요시 되며, 사회적 지위는 다시 대학의

명성과 학과의 인기도로 구분되어 고려된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대

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입학 타협유형을 8가지(무타협, 대학명성추

구, 학과인기도추구, 적성추구, 적성타협, 학과인기도타협, 대학명성타협,

전체타협)로 나누고, 유형별로 대학 적응을 살펴보았다.

앞의 연구에서 적성과 학과인기도를 포기한 채, 대학 명성만을 추구

한 집단의 학과만족도는 적성, 학과인기도, 대학 명성을 모두 포기한 집

단 다음으로 낮은 학과 만족도를 보였다. 또 다른 대학입학 타협연구인

장광원(2011)의 연구 결과 역시 대학명성 대신 학과인기도와 적성을 선

택한 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 이

는 학과와 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대학 서열에 의해 진로 타협을 한 경

우,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학생들이 진로타협과정에서 대학명성이나 학과 인기도보다

적성을 추구했는지의 여부는 학생의 진로변경의사를 결정지으며(황매향,

2002), 흥미타협이 지위 타협에 비해 진로영역에서의 부적응적인 특성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강재연, 2009)는, 대입 과정에서

이들의 진로타협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이 달

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뒷받침 하는 또 다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전공-흥미의 일치

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연구(황매향 등, 2004; Camp, &

Chartrand, 1992; Holland, 1997; Leong, Austin, Sekaran, & Komarraju,

1998; Tang, Forad, & Smith, 1999)와, 개인의 흥미와 전공이 일치할수

록 전공학과에 잘 적응하고 향후 전공 관련 분야의 직업을 선택할 가능

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직업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Holland,

1997) 연구들이 있다. 반면에, 적성 및 흥미, 능력과 전공분야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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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는데 시간을 소

비하게 되거나 전공학문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진로에 대한 혼란을 경

험한다고 한다(양명희, 박명지, 김희정, 2010).

특히,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시절 그들

이 보인 높은 수행으로 인해 부모와 교사로부터 대입 결과에 있어 높은

성취압력을 받았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학생의 흥미적성보다 대학 지위

가 더 우선시 되는 환경에서 진로타협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상

위권 대학생들이 대입과정에서 경험하는 진로타협은 중하위권 대학생들

을 모두 포함한 것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전공을 선택한 학생이 자신이 희

망하는 서열1위 대학에 진학 가능한 경우가 있는 반면, 희망 전공을 선

택할 경우 대학 서열이 낮아지는 학생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때 학

생은 본인의 가치나 혹은 주변의 충고, 압력에 따라 희망전공을 선택하

지 못하고 대학 서열을 추구해 진로타협을 하게 될 수 있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학벌주의 대입 문화를 가진 한국의 독특한 사회적 구조 속

에서 대학지위란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누구든지 대학에 대한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입학하게 되지만, 대학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인지를 통해 기대와 현실간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

는데, 이때 그 차이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이 달라진다(Baker et al.,

1985). 즉 대학생활 전반, 소속대학, 학과 분위기, 전공 수업 등과 같은

다양한 장면에서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타협 결과에 따라 기대한 바를 경

험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대학지위 만을

가지고 진로타협을 한 경우, 대학 지위와 전공, 흥미적성을 고려한 경우,

또는 대학지위보다 전공과 흥미적성을 중심으로 진로타협을 한 경우와

같이 그들의 진로타협에서 중심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에 따라 그들의

대학적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강재연, 2009; 나동진, 송재홍,



- 4 -

1985; 장광원, 2011; 장대운 등, 1986; 박희인, 구자경, 2011; 황매향,

2002).

대학생활적응은 다양한 이유에서 중요하다. 대학생활 적응은 학생들

의 안정적인 진로선택(남아란, 하정, 2013),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

동(황매향, 박혜영, 2005)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대학생활

만족도(박미정 등, 2012; 이관형 등, 2000), 학업성취도(박주영, 김은정,

2012)와 같은 대학생활의 수행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나 입학과정에서

어떤 타협을 했느냐가 대학생활 적응의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대학생들은 올바르게 고민하여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였을 때 피할 수 있

었을 어려움을 대학생활 동안 불가피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

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입학과정의 타협에 따라 어떠한 적응의 양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진로상당에 적용하는 일은 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의 상위권 대학 학생

들을 대상으로 황매향(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명성, 전

공, 흥미적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대학입학 타협유형과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보고자 한다. 대학생활 적응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학과만족도, 진로준비행동, 진로변경의사를 보고자 한다. 학생들의 대학

입학 타협유형과 이후 생활 만족도라는 차원에서 학과 만족도를 살펴 볼

것이다. 더불어 전공과 흥미적성이 향후 진로와 관련이 높으며(양명희

등, 2010; Holland, 1997), 대학생활 적응이 학생들의 안정적인 진로선택

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남아란, 하정, 2013)를 바탕으로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진로와 관련된 진로준비행동, 그리고 진로

변경의사 통해 적응수준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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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대학입학 타협유형은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무타협 유형, 학교지위 추

구 유형, 학교지위 타협 유형, 전체타협 유형에 따라 적응

도(학과만족도, 진로준비행동, 그리고 진로변경의사)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학교지위를 추구했다고 하더라도, 전공과 흥미적성 타협여

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입학 타협유형

대학입학 타협이란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할 때 학교 선택 조건에 따

라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추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황매향(2002)의 연구를 토대로 대학의 지위, 학과, 흥미적성을 기준으로

타협하는 양상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대학지원 당시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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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질문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대학의 지위, 학과, 흥미적성

의 반영 정도를 측정하여 유형을 분류한다. 이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➀
무타협, ➁대학지위추구, ➂전공추구, ➃흥미적성추구, ⑤흥미적성타협,
⑥전공타협, ⑦대학지위타협, ⑧전체타협.

2) 대학지위추구/타협

대학지위란 대학진학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대학의 사회적 지

위를 의미한다. 대학지위를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

학하거나, 더 높은 지위의 대학에 진학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대학지위를

타협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던 대학보다 지위가 낮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일보 대학순위를 활용하여 종합대학의 순위

를 정하였으며 희망대학과 재학대학간의 순위차이로 대학지위추구/ 타협

여부를 결정하였다.

3) 학과추구/타협

학과추구/타협은 단순하게 희망 학과와 재학학과의 일치여부를 의미

한다. 희망학과와 재학학과가 동일하거나, 희망학과가 재학학과를 포함하

는 경우(ex; 희망학과-사회과학계열, 재학학과-심리학과), 그리고 희망학

과와 재학학과의 명칭은 다르나, 희망대학의 희망학과가 재학대학의 재

학학과와 동일한 전공임에도 명칭만 다를 경우(ex; 희망학과-서울대 수

리과학부, 재학학과-연세대 수학과)는 학과를 추구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희망학과와 재학학과가 분명하게 다르거나, 혹은 희망학과와 재

학학과가 유사하긴 하지만, 재학학교에 희망학과와 동일한 학과가 존재

하는 경우에는 학과를 타협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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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흥미적성추구/타협

본 연구에서 흥미적성은 소질/적성/흥미의 복합적 의미이다. 흥미적

성에 타협하는 것은 자신의 소질/적성/흥미에 비추었을 때, 원했던 영역

을 선택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으로, 이는 학교의 지위나 전공을 더 추구

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영역의 대안

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희망 학과에 대해 스스로 지각

하는 적성/흥미/소질의 일치도 점수와 재학 학과에 대해 스스로 지각하

는 적성/흥미/소질의 일치도 점수의 차이점수를 흥미적성을 타협점수로

정의하고, 점수가 0보다 크면 흥미적성을 타협한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추구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5) 적응도

적응도란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본 연구에서

는 다양한 대학생활 적응의 변인들 중 학과만족도, 진로준비행동, 진로변

경의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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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진로타협

1) 진로타협

진로타협(career compromise)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어 왔다.

이는 여러 목표들 중 더 중요한 요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덜 중요한 요소

를 포기하는 과정으로서,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나

타나는 과정이다(황매향, 김계현, 2001; Leung & Plake, 1990). 타협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는데, 그 중요성이 제기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 개념은 Ginzberg, Ginsburg, Axerlrad와 Herma(1951)에 의해

먼저 제시되었는데, 그들은 외적 현실에 맞추어 개인의 내적인 욕구를

희생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최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태가 추구되는 것이

타협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타협과정은 모든 진로선택의 마지막 단

계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Super(1953, 1988)또

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타협을 제기하였는데,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사이에서, 자아개념과 현실적 요건 사이에서의 타협을 이야기하면서 학

교장면 뿐 아니라 이후의 직업 선택 등의 사회적 장면을 포함한 거의 모

든 진로선택에서 타협은 존재한다고 이야기 한다. 특히 진로타협에 관한

연구는 Gottfredson(1981)의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라는 모노그래프 발

표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다.

진로의사결정과정 상황에서 타협 즉, 선택과 포기는 자아개념과 현

실적 요건 사이에서 발생한다. 자아개념이란 생애초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발달하게 되는데, 이는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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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되는 것으로서, 타협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내적 기준이 된다

(Vandiver & Bowman, 1996). 진로에서의 타협과정을 제한-타협이론으

로서 최초로 정립한 Gottfredson(1981, 1996)은 자아개념의 발달과 타협

의 관계를 성장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인지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의 이론에 따르면 진로자아개념은 인식(orientation)의 4

단계를 거치며 발달한다. 개인은 각 단계를 통과하면서 자기개념과 현실

사이에 공존이 불가한 진로대안들을 제외시키면서 직업적 대안의 가능성

을 좁혀간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발달해감에 따라 자신의 능력, 흥미 및

여러 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한 한계설정(circumscrip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 직업적 대안들을 만들며, 그 대안들 가운데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Gottfredson은 이러한 직업적 대안 영역을 일컬어 사회적 공간

(socialspace)이라고 하였다. 추상적 사고력이 발달하면서 인식이 발달해

가고, 이에 따라 4단계의 제한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식의

발달은 인지적 능력과 자기개념의 발달을 포함하며, 각 단계별로 중요시

되는 요소들이 다르다. Gottfredson은 모든 아동이 동일한 순서의 발달

을 보이지만, 지능에 따라 발달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1단계(3-5세)는 힘과 크기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는 단계

(Orientation to size & power)이다. 아동은 ‘크다 or 작다’, ‘좋다 or 나쁘

다’와 같은 이분법적인 단순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게 된다. 이런

인식을 통해 나보다 큰 어른들은 힘이 있음을 알게 되고, 직업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성역할이나 성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 정도만을 알 뿐, 아직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2단계(6-8세)는 성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성역할을 습득하게 되는

성역할 획득단계(orientation to sex role)이다. 이 단계에 있는 아동은 성

역할의 개념이 생성되면서 사회가 성별에 따른 특정 행동을 규정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동은 부모나, 친구들, 대중매체 등의 외부 단서를 통

해 성역할의 개념을 형성하여, 이 시기에 성역할 경계선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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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 개념은 내적인 신념으로 굳어짐으로써 성인 이후까지 지속되며

(Gottfredson, 1981), 이후 수용 가능한 진로대안영역의 한계 설정에 첫

번째 경계가 된다. 즉,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성역할 규칙에 따라 직업적

포부의 한계를 설정하고, 직업목록에서 성역할에 적한 직업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3단계(9-13세)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습득하는 사회적 가치

평가 인식단계(orientation to social valuation)로써, 능력, 사회적 지위

등의 추상적인 개념이 중요해 진다. 이 시기에 아동은 또래집단이나 사

회 속에서의 지위가 중요해 지기 때문에, 직업의 사회적 지위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수용할 수 있으면서 가능한 직업적 지위의

최대, 최소 한계를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수용하기 어려운 낮은 지위의

직업들은 가능한 진로대안 영역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사회적 지위는 수

용 가능한 진로대안영역의 한계 설정에 두 번째 경계로 자리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14세 이후)는 고유한 내적인 자아를 인식하는

단계(orientation to internal, unique self)로서 내적 자아의 특성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다. 이 때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가 구분되고, 이들을 기

준으로 앞서 형성한 수용 가능한 진로대안 영역 안에서 또 한 번 선택범

위를 축소시켜 나간다. 1-3단계가 부적절한 진로대안을 제외시켜 가는

과정이었던 것과는 달리, 4단계는 앞선 단계에서 형성된 진로대안들 가

운데 무엇이 나에게 잘 맞고 좋은지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특히 대학 진

학에 앞서 직업이라는 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현 시점에서

개인에게 어떤 진로가 가능한지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고 중요해진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등에 따라서 성역할, 지위, 흥미영역

등에 대해 자신의 진로 기대 수준을 포기하는 타협의 과정이 드디어 시

작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덜 매력적인 대안이라도 수용하게 되는 경우

도 생기게 된다. Gottfredson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선

택은 최고가 아닌 ‘최선(good enough)’의 선택이라고 한다. 아동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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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단계를 거쳤을 때 Gottfredson(1981, 1996)이 직업에 관한 인지지도

(the cognitive map of occupations)라고 말한 직업에 대한 공통적인 이

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2) 진로타협의 우선순위

Gottfredson(1981)은 제한-타협 이론을 통하여, 진로자아개념이 4단

계를 통해 발달하며 이 때 자아개념의 여러 측면들 간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측면과 덜 중요한 측면이 발생하게 되면서 타협 시에 고려되는

우선순위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Gottfredson은 좀

더 어린 시절 확립된 자아개념의 요소가 발달후기에 확립된 자아개념의

요소에 비하여 타협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 하였다. 즉, 진로자아개념이

연령에 따라 힘과 크기의 인식 - 성역할에 대한 인식 - 사회적 가치 인

식 - 내적이고 고유한 자기 인식의 과정을 거치므로 마지막으로 형성된

개인의 성격이나 흥미가 직업 선택에 있어 가장 쉽게 타협이 되고, 먼저

형성된 성역할이 가장 타협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성역할(sex type), 사회적 지위(prestige), 흥미(interest)라

는 세 측면이 중요하며, 앞서 언급한 대로 성역할, 사회적 지위, 흥미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성역할에 맞지 않으면 사회적 지위나 흥

미가 맞아도 타협하게 되며, 사회적 지위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흥미가

있어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들에서는 성 역할이 직업선택에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음

을 밝혔다. Scott, Fenske와 Maxet(1974)의 연구에서 초급 대학생 중 실

용적인 일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월등히 많이 원하는 한편, 사회적인

일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원하였으며, Harmon(1971)의 연구,

Astin과 Panos(1969)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은 전형적인 남성 직업을, 여

학생은 전형적인 여성 직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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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 역할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흥미가 다른 요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쉽게 타협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 Holland(1962)의 연구는 직업의 성역할과 사회적 지

위, 직업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자신의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

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Gottfredson(1981)은 이 연구 결과를 두고

직업이 성역할에 부합하는지와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개인의

흥미는 포기할 수 있는 요소라고 이야기 한다. Coley와 Lohne(1968)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이 여러 직업군들 가운데 흥미영역을 유지하여

직업을 고민하기보다는 같은 사회적 지위 내의 직업군 사이에서 직업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흥미영역을 포기하면서도 사회적 지위를 유

지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Gottfredson이 주장하였던 것과 같이 흥미 요

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더 쉽게 타협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위, 성역할, 흥미의 세 측면이 타협과정에서 상대적으

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Taylor와 Pryor(1985)의 논문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흥미의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일관되게 높은 사

회적 지위의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성을 밝혔다. 이는 사회적 지위를 추

구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흥미는 포기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로서

Gottfedson이 주장한 타협 우선순위의 결과와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3) 타협과정에 대한 새로운 설명

Gottfredson(1981)의 이론과는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는 경험적 연구

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15-42세의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타협 상황별

로 성역할, 사회적 지위, 흥미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어떠한 중요성을 보

이는지를 연구한 Hesketh와 Durant(1990)연구가 대표적이다. 연구대상들

은 각각 세수준의 성역할, 사회적 지위, 흥미가 조합된 27가지의 가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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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구성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선택 실험을 하였는데,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성역할과 사회적 지위, 흥미는 중요도가 순차적이

지 않았을 뿐더러, 타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흥미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성역할의 중요성은 감소하였다. 즉, Gottfredson이 주장한 연구가설을 모

두 기각한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Hesketh,

Elmslie와 Kaldor(1990)의 논문에서는 Gottfredson이 가장 덜 중요하다고

주장한 흥미의 측면이 타협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장되던 성역할은 사회적 지위보다도 덜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

이다.

또한 Holt(1989)의 연구는 전반적인 타협의 순위에 대한 결과는

Gottfredson과 같았다는 점에서 Gottfredson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는 아

니었지만, Gottfredson이 타협과정에서 가장 중요도가 낮다고 주장하였

던 흥미가 의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

들의 전공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흥미 중 중요시 하는 측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나타난 것이다. 이는 흥미가 타협과정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Leung과 Plake(1990)의 연구에서는 성역할과 사회적 지위간의 상대

적인 중요성에 관하여 연구하여 Gottfredson(1981)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사회적 지위가 성역할

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추구되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또한 타협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앞서

Gottfredson의 가설을 지지하였던 Taylor와 Pryor(1985)의 연구는 한편

에서는 타협과정의 성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과 여성이 흥미, 사회적

지위, 성역할에서 각각 더 민감한 측면이 달랐던 것이다. 남성들은 상대

적으로 사회적 지위에 더 민감하였고, 사회적 지위를 위해 흥미를 포기

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성역할에 관대하여서 여

성적 직업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또한 지위를 추구하기는 하였으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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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비해 학과 선택 시에 흥미를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

한 연구 결과는 Leung의 1998년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이처럼 Gottfredson(1981)의 연구 결과는 다양한 후속연구들 속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는 진로에서의 타협 과정은 생각

보다 단순하지 않으며, 보다 다차원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Gottfredson(1996)은 여러 연구들이 자신이 주장한 타협의 원리에 대하

여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을 토대로 타협과정에 대하

여 새로운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는 ‘조건적 타협 우선순위의 원리’로서

선택상황에서의 타협의 심각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성역할, 사회적

지위, 흥미의 세 측면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달라진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으로는 타협의 심각도가 낮을 때, 진로선택의 우선순위는 흥미에 있다.

그러나 타협의 심각도가 중간 정도일 때, 사회적 지위는 타협하기 매우

어려운 요소가 되고, 성역할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타

협을 많이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처음 그가 주장하였듯이 성역할-사

회적 지위-흥미의 순으로 선택의 중요도를 둔다. 그는 계속해서 논란에

중심에 있는 흥미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내 놓았는데, 흥미는 항상 중

간 정도로 고려되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나 성역할이 수용할 만한 수준으

로 충족되지 않게 되면, 흥미는 쉽게 포기된다고 주장하였다.

Gottfredson의 새로운 수정 이론은 이후의 많은 후속 연구를 낳았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흐름을 보자면, 보편적인 타협의 우선순위 연구보다

는, 개인들이 우선순위에서 보이는 차이를 중시하는 특성이 있다. 본 연

구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의 입시 상황에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때에

학생들 각각이 타협의 측면들 간에 보이는 우선순위의 상대적 차이에 주

목하고자 했다.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타협의 어떤 측면이

있다는 전제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중요한 측면이 다르

다는 점을 전제로 연구는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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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타협의 심리적 특성

기존의 진로이론가들은 성숙한 사람일수록 타협을 잘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Ginzberg 등(1951)은 타협이란 외적 현실조건에 맞추어 내적 욕

구를 희생시키는 과정을 통해 개개인이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를 추구하

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진로이론가인 Crites(1978)는 진로에서 타

협이란 진로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개인이 가진 욕구와 현실이

요구하는 조건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바라본다. 이 연구자들

은 공통적으로 개인이 가진 욕구와 현실 속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타협이며, 개인이 성숙할수록 타협 또한 잘 한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진

로타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진로 연구가들에 의해 언급되어 왔으

며, 최근 연구들을 통해 타협의 긍정적 작용뿐만 아니라 부정적 작용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황매향(2002)의 연구에서는 학과만족도와 진로변경의사, 진로준비행

동이라는 변인을 통해 타협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대학신입생들을 대상으로 Gottfredson의 타협이론을 토대로 대학

입시 상황에서 거쳐 가는 대학선택과 학과선택이라는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들을 입학과정 타협양상에 따

라 무타협, 대학명성추구, 학과인기도 추구, 적성추구, 적성타협, 학과인

기도타협, 대학명성타협, 전체 타협의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그 결과 타협을 많이 했을수록 학과만족도는 낮아지고 진로변경의

사는 높아졌으며 진로준비행동은 적었다. 한편, 학교만족을 의미하는 학

과만족도에서 무타협과 적성을 타협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고, 대

학명성 타협, 적성 추구, 전체 타협 유형의 학교만족이 다른 집단보다 낮

았다. 황매향은 학교만족이 소속된 대학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한

것이므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보다는 대학의 사회적 지

위나 학과의 사회적 인기를 중요시한 적성타협 집단의 점수가 높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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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사회적 지위를 포기했던 대학명성타협이나 적성 추구 집단의 점수

가 낮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진로준비행동과 진로변경의사에서는 특이

할 만한 결과가 보고되는데, 적성타협 집단의 진로준비행동이 다른 집단

에 비해 낮다는 것, 그리고 적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적성추구 집단이 대

학의 명성이나 학과의 인기도를 중요시한 집단보다 진로변경의사가 적

고, 적성을 포기한 적성타협 집단이 명성을 포기했거나 인기도를 포기한

집단보다 진로변경의사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적성이 학과만족도, 진로

변경의사, 진로준비행동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시사한

결과일 것이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시 흥미타협과 자기효능감이 어떤 관

계를 보이는지에 관한 김화영(2003)의 연구에서도 흥미를 타협하는 것이

심리적인 부적응과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로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를 타협한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았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타협의 이유가 사회적 지

위를 추구하기 위한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두드러지게 낮았던 것이

다.

청년실업자들의 진로타협요인에 관한 고지영(2005)의 연구에서는 직

업명성하향, 전공적성유보, 노동시장진입연기라는 세 요인이 진로타협의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 요인들과 진로장벽간의 밀접한 관련성

에 대하여도 확인하였다. 진로장벽은 크게 외적, 환경적 요인과 심리 내

적요인으로 구분된다. 외적, 환경적 요인은 고용제한, 노동시장 경기악화

등이 있으며, 심리내적요인은 구직기술 부족, 약한 의사결정력, 낮은 결

과기대 등이 있다. 개인이 이러한 다양한 진로장벽의 지각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타협하고자 하는 정도가 높아지며, 학력이 낮을수록 이러한 경

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취업을 앞둔 대학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강재연(2009)

의 연구에서 지위타협과 흥미타협을 비교하였을 때, 지위타협은 진로태



- 17 -

도성숙,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

나, 흥미타협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대학 1학년에서 4학년

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장광원(2011)의 연구에서는, 타협을 하

지 않았거나 대학 명성을 타협한 집단, 적성을 추구한 집단, 세 가지 요

소를 모두 타협한 집단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아예 포기를 하지 않

았거나 포기를 하더라도 대학명성만을 포기하거나 적성을 포기하지 않은

집단이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았다. 이

연구들을 통해 볼 때, 흥미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적응적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지각된 진로타협이 정서 및 직무관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힌 외국 연구에서는 자기불일치이론(Higgins, 1987)과 중

다불일치 이론(Michalos, 1985)을 바탕으로 개인의 포부보다 성취가 낮

을 경우 정서적인 고통이 유발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였다

(Tsaousides & Jome,2008). 네 개의 수준(무타협, 경미한 타협, 중간수준

의 타협, 극심한 타협)으로 조작된 타협의 정도에 따라서 부정정서, 긍정

정서, 직무만족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타협

정도가 클수록 부정정서가 높고, 긍정정서는 낮으며, 직무관련 만족도가

낮았다. 이와 같은 타협에 관한 몇몇 경험적 연구의 결과는 제한적이게

나마 타협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련성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로서 Vandiver와 Bowman(1996)은 개인의 고유한 자아

개념에 따른 인지 도식에 따라서 타협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보고한

다. 이 연구는 개인이 성장과정에서 획일적으로 형성시킨 진로자아개념

의 보편성 보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로자아개념을 강조고 있

는데, 개개인이 확고하게 형성한 영역의 인지도식은 다른 영역에 비해

타협되기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들은 더 쉽게 타협된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흥미의 인지도식이 확고한 사람은 흥미영역에 비해 사회

적 지위나 성역할이 쉽게 타협된다. 경제적인 보상이라는 인지도식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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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사람은 돈과 지위 성취가 중요하므로 흥미영역을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세 가지 영역 모두에 확고한 인지도식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영

역에서 타협하기를 힘들어 할 수 있다. 한편, 어떤 영역도 인지 도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선택하는 과정

모두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중요한 세 가지 요인 이외의 다른 다

양한 요인들의 영향 속에서 방황할 수 있다.

한편 Gottfredson(1981)은 진로타협 과정에서 진로탐색은 항상 최상

의 대안 선택으로 종료된다기보다 만족할만한 선택에서 종료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진로선택을 한 이후에는 선택을 위하여 취한

타협에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심리

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은 선택한 진로에 만족하는지와 관련이 있는데,

Gottfredson과 Becker(1981)는 잘 적응하는 직업인들일수록 개인이 선택

한 직업에 맞추어 진로기대를 변화시켜간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84%가 과거에는 탐구적인 일을 선호하고 기업적인 직업을 선호하지 않

았으나, 시간이 흐른 현재는 자신이 원하는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던 것이다. 한편,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자신의 흥미를 추구하여

직업을 택한 사람들의 직업만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직업만족도의

차이가 아주 적다고 보고하고 있는데(Worthington & Dolliver, 1977;

Zytowski, 1974), Gottfredson 등(1981)은 이에 대해 진로의사결정에서

흥미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중요하지 않으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언급하

였다. Gottfredson(1996)은 타협 이후의 적응에 대한 준비도는 어떤 측

면을 타협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일”이라는

영역에서는 타협을 많이 하더라도 심리적 적응이 어렵지 않지만, 사회적

인 위치가 흔들릴 수 있는 사회적 지위 타협이나 성적인 정체감의 실현

이 흔들릴 수 있는 성역할 타협을 했을 때에는 적응이 더욱 어려워진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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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활 적응

1)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

대학생활적응이란 매우 다차원적인 현상에 대한 접근(Atkinson,

1982)으로서, 대학과 전공이라는 새로운 환경, 교우관계나 교수와의 관계

와 같은 다양하고 변화된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전망, 학업, 건강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이 깊다(김계현 등, 2005; 한덕웅 등, 1993).

이러한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되었는데,

민경화와 김계현(2001)이 타당화 및 표준화 한 검사에서는 학업생활 부

적응, 대인관계 부적응, 심리부적응, 신체적 건강문제, 위기요소 등의 다

섯 가지 하위영역이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김은정 등(1993)은 대학생활의 학업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학업적 적응과 구

체적으로 관련 있는 요인들로서 학습습관,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등이 있

으며, 둘째는 대학생활의 사회적 측면의 적응을 예측하는 변인들로서 자

기 존중감 및 통제의 내외소재,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장성 등이다. 셋째

는 전반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것으로서,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에 대

한 높은 기대수준과 입학 후 실제 현실 지각 수준간의 괴리가 적응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넷째는 심리적, 정서적 적응에 관한 것인데, 이는

주로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로 대표된다.

대학생활적응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 관계가 있다는 연

구(황매향, 박혜영, 2005)에서는 충청남도 소재 4년제 대학의 228명을 대

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대학생활적응도는 진로정체

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특히 적

응도의 학교생활, 대인관계, 심리, 신체적 건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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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위기요소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학생활적

응집단이 부적응집단에 비하여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이 높았으며, 진

로준비행동에 적극적이었다.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또 다른 변인들로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진

로선택(남아란, 하정, 2013),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황매향, 박혜

영, 2005), 대학생활만족도(박미정 등, 2012; 이관형 등, 2000), 학업성취

도(박주영, 김은정, 2012) 등 학생들의 다양한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들

이다. 특히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은 대학시기가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중요성을 가짐을 시사한다.

남아란과 하정(2013)은 호남지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481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과 진로미결정요인

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안정적 진로선택유형과 관습적 진로선

택유형이 중다선택 진로선택유형과 불안정적 진로선택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가지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안정적 진로선택유형과 관습적 진로선택유형이 중다선택 진

로선택유형과 불안정적 진로선택유형보다 높은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보

였다. 이 연구결과는 대학생활적응은 안정적인 진로선택과 관계가 있으

며, 적응도가 높은 학생은 안정적인 진로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생

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대학생활적응이 일반적인 학과만족과, 진로와

관련된 여러 변인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런 연구

들을 토대로 학과만족도, 진로준비행동, 진로변경의사를 통해 적응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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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만족도

학과만족이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하혜숙, 2000)로

서, 이 개념은 국내외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오고 있다. Braskamp, Wise

& Hengstler(1979)는 Illinois대학에서 개발한 학과평가 조사지를 도구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전공학과만족은

전공학과에서 교육하는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 뿐 아니라, 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요인은 학과 및

학년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보여 요인의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며, 성별

이나 전공, 성적과 같은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두 요인의 학

과만족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학과만족 간에는

서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는

국내의 학과만족 요인은 외국의 학과만족요인과는 약간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동진, 송재홍(1985)의 연구는 Braskamp등과 마찬가지로

Illinois대학의 학과평가 조사지를 번안하여 세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 요인은 전공에서 다루거나 학습하는 내용의 지적 수준에 관한 요인,

교수-학생간의 정의적 관계와 관련된 요인, 전공학문에 대한 일반적 태

도와 관련된 요인이었다. 장대운 등(1986)의 연구에서는 앞의 세 요인들

에서 기대수준, 역할갈등의 정도, 전공만족 등의 요인이 성적, 적성과 보

이는 상호작용에 관해 연구하여 전공-적성 불일치 대학생의 전공에서의

적응지도 방안을 살펴보았다.

한편 하혜숙(2000)은 대학생 96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학과만족도

질문지를 개발하였는데, 이 연구는 학과만족을 다섯 요인으로 나누어 보

고 있다. 각 요인은 학교인식만족, 전공학문관심과 만족, 학과인식만족,

전공교과만족, 교수-학생 관계 만족이다. 학교인식만족이란 학교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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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식과 명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을 나타내며, 전공학문관심과 만족이

란 전공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만족을 나타낸다. 학과인식만족

이란 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만족을 의미하며, 전공교과만족

이란 전공의 교과내용 및 운영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

수-학생간의 관계와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이 교수-학생 관계 만족이다.

이처럼, 학과만족도는 전공자체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사

회적 인식 및,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포함하며, 나아가 교수와의 관

계까지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앞선 국내 연구들을 통해 외국의 학과만족 요인과 국내의 학과만족

요인간의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한다면, 하혜숙(2000)의 연구는 구체

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밝힌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

학생들은 외국 대학생들과 달리 학교와 전공의 사회적 명성 및 인식이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이와 같은 학과만족이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학과만족이 대학

적응과 관련이 많기 때문이다.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후기 청소년기는,

대학생활 적응이라는 새로운 과업을 맞이하게 된다. 한국의 학업환경에

서 고등학교 졸업생 중 82%는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이런 현실에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인생 전반에 걸쳐 심각한 최초의 진로선택은 대

학과 전공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임언, 2008; 황매향, 2002).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황매향(2002)은 대학, 학과, 적성이 대학입시의 타협에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전공은 대학 졸업 이후 직

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직업은 인간관계,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

관, 태도, 가족관계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

므로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학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부적응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가 있다(나동진, 송재홍, 1985;

박희인, 구자경, 2011; 장대운 등, 1986). 앞서 언급한 나동진, 송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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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와 장대운 등(1986)은 전공적성 불일치 대학생의 전공학과 부적응

에 관해 밝혔으며, 박희인과 구자경(2011)은 질적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전공-적성 불일치를 경험하는 상황에 대해 밝혔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

은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느낄 때, 전공이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다고 느

낄 때, 전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 자신의 가치관과 전공 간에 괴리

감을 느낄 때와 같은 내적인 요인에서 전공-적성의 불일치를 경험한다

고 밝혔다. 그리고 입학 전 나의 예상이나 기대와 전공이 다르다고 느껴

질 때, 전공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느낄 때, 교수법에 의해 학업흥미를 상

실했을 때와 같은 외적인 요인에서도 전공-적성의 불일치를 경험한다고

했다. 이들은 학업성취의 저하로 인해 학교생활 부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서처럼 흥미와 다른 학과에 대한 불만족은 대학생

활 적응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하여 인지, 정서의

심리적 차원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

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김순정, 2000). 진로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이

루어지는 과업(Super, 1988)이기 때문에 모든 단계의 사람들에게 중요하

지만, 특히나 대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직업세계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시기로서 진로의 준비측면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태도가 성숙한

것만으로는 성취되기 어려우며, 그렇기에 대학시기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은 진로성숙, 진로정체감 등의 인지나 태도적 측면뿐 아니라 진로와 관

련된 실제적인 행동을 향상시키고 촉진시키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김

동일, 강혜영, 2002; Riggio & Throckmorton, 1987; Speas,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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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적 측면의 진로발달의 중요성을 연구한 김봉환과 김계현

(1997)은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에 있어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발달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양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들은 진로준비행동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는

정보수집 활동이다. 여기에서 정보는 개인의 능력, 흥미, 적성, 성격 등의

자신에 관한 정보와 직업세계 현황, 각 직업의 전망, 직업 입문 방법, 필

수요건, 승진경로, 직무환경 등의 관심이 있는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수집은 추상적인 고민을 구체화

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수집하는 활동은

진로준비행동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진로준비 과

정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다. 목표한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재나 자격증 등의 도구들을 구비하는 행동은 필수적인 진로준

비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 여하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여러 필요 도구들을 실제

로 잘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서, 필요한 도구와 개인이 상호작

용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5개 국립 사범대학 학생 879명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라는 두 차원을 중심으로 하여 대학생들을 양자

간에 균형을 보이는 집단과 괴리를 보이는 집단을 기준으로 네 타입을

상정하였다. 학년에 따라 이 타입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연구하였으며,

각 타입별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진로정체감과 특성불안이라는 측면에

서의 차이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로결정수준은 2학년이 1학년보다 낮

았으나, 3, 4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함께 높아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학년에 따

타입의 분포가 의미 있게 달라졌으며, 타입별로 진로정체감과 특성불안

의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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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유형화(김봉환, 김계현, 1997)

이처럼, 인지적 진로성숙이 때로는 행동적 측면에서의 실제적인 진

로 준비를 보여주는 진로준비행동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진

로 의사결정의 인지과정이 행동으로 전환되는 실천과정이 매우 중요함에

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최근에야 비로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김봉환과 김계현(1997)의 연구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진로준비행동

과 다양한 진로변인들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

지도 진로적응과 관련된 요소로서 진로준비행동이 활용되고 있다. 이를

테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진로장벽 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김수지, 이정자, 2013; 백사인, 김경미, 2011; 양진희,

김봉환, 2008; 유미정, 최애경, 2008; 이수분, 이정희, 2010; 조명실, 최경

숙, 2007)들을 그것이다. 이처럼 진로 직업세계 진입의 실제적이고 현실

적인 면을 반영할 때,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며,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활 이후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이라는 진로과업과

연관이 깊은 대학 적응도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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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변경의사

하혜숙(2000)은 대학생의 학과만족에 관하여 연구하면서, 학생들의

졸업 후의 진로조사에 관한 여섯 문항을 제시하였다. 문항의 내용 가운

데 대학원 진학에 관한 문항은 4문항으로서, 졸업 후 같은 학교 같은 학

과 대학원에 진학할 것인지, 같은 학교 다른 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것인

지, 다른 학교 같은 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것인지, 다른 학교 다른 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학과와 관련된

취업을 할 생각인지, 현재 학과와 관련 없는 취업을 할 생각인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총 6문항을 통해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관해 질문하

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학과 만족이 높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동일학

교 동일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학과 만족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학과관련 취업을 더욱 고려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토대로 황매향(2002)은 대학입학 타협유형에 따른 적응도

분석에서 학과만족도, 진로준비행동과 함께 진로변경의사에 관하여 연구

하였는데, 이 때 진로변경의사 문항은 하혜숙(2000)의 문항 졸업 이전 진

로변경에 대한 4문항을 추가하여 총 10문항이었다. 그 결과 적성이 진로

변경의사에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유형의 경우 대학의 명성이나 학과의 인기도를 중시한 유형보다 진로변

경의사가 적고, 적성을 포기한 유형의 경우 대학의 사회적 명성이나 학

과의 인기도를 포기한 집단보다 진로변경의사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학

과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진로변경의사도 낮은 결과를 보여 진로변경의사

또한 대학 적응도를 반영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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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서울 시내 소재 상위권 대학에 재학 중인 2013년 3월 입

학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2013년 3월 입학자들은 현재 2학년으로서

다른 학년에 비해 연구 참여자로서의 장점을 가진다. 먼저 신입생인 1학

년은 3개월 미만의 대학생활만을 한 상황이어서, 대학생활 적응을 판단

하기에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이 짧다는 한계를 가진다. 3학년 이상

의 학생들은 과거의 대학입시 당시를 회상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설문 문

항에 작성해야 하므로 학생의 입시 경험시점과 설문시점간의 시간적 간

격이 2년 이상으로 커지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시간적 간격이 커질수록

그 시간동안의 경험에 의해 과거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학년과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의 한계를 어느 정도 절충적

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학년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하였다.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이 대상이므로 상위권 대학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두기 위하여 중앙일보 대학순위평가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황매

향(2002)의 연구방법을 참고한 것이다. 단, 2013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연

구를 실시하였기에 2013년 입시 당시 사회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8

년-2012년까지의 5년간의 대학 순위 평균을 토대로 종합대학의 순위를

정하였으며, 특수전문대학의 경우는 같은 순위권의 종합대학 순위를 동

일하게 반영하였다(ex; 카이스트=1, 포항공대=2). 이를 바탕으로 설문대

상이 된 학교는 종합대학 중 모집인원이 2000명 미만인 대학은 제외하고

상위 6개 학교이다.

대상 학과로는, 예, 체능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로 정하였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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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학생 수 비율(%)

성별
남

여

239

291

45.1

54.9

입학전형
수시

정시

401

129

75.7

24.3

대학

A

B

C

D

E

F

120

103

71

95

84

57

22.6

19.4

13.4

17.6

15.8

10.8

합 계 530 100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 특성

체능 계열의 경우 타협을 통해 입학을 했다기보다는 청소년 시절부터 갈

고 닦아 온 실력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흥미와 적성에 따라

입학했다(흥미적성추구)는 다소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

이다.

이상의 연구 대상 기준에 의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총 587명이

며, 불성실한 응답 및 예체능계열 학생을 제외시킨 530명의 자료를 연구

에 활용하였다. 남녀 분포는 남학생이 239명(45.1%), 여학생이 291명

(54.9%)였다. 입시전형의 분포는 수시 401명(75.7%), 정시 129명(24.3%)

였으며, 이는 최근 대학들의 수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잘 반영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별로는 A대학이 120명(22.6%), B대학이

103명(19.4%), C대학이 71명(13.4%), D대학이 95명(17.6%), E대학이 84

명(15.8%), F대학이 57명(10.8%)이 분포하였다(학교 순서는 대학순위와

무관함).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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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1) 대학생 진로의사결정검사

본 연구에서는 황매향(2002)이 제작하고 타당화 한 대학생 진로의사

결정검사를 통해 8가지 타협 유형(무타협, 대학명성추구, 학과인기도추

구, 적성추구, 적성타협, 학과인기도타협, 대학명성타협, 전체타협)을 나

누었다. 황매향(2002)은 연구에서 Gottfredson(1981)의 타협이론을 중심

으로 신입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던 시점에 대학 및 학과 선택과정에서 나

타나는 타협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학의 명성, 학과 인기도, 적성일

치도가 모두 타협과정의 중요한 요소들임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도 타협과정을 8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타협유형의 기준이 되는 대학명성, 학과인기도, 적성일치도라는 명칭을

조금씩 수정하였다.

우선 대학명성은 대학지위로 변경하였다. 이는 연구의 배경이 되는

Gottfredson(1981)이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함이었다. 다음으

로 전공인기도는 전공으로 변경하였다. 대학별로 다양해진 전공과 입시

모집단위로 인하여 학과인기도에 관한 사회인식만으로 전공의 서열을 매

기는 것은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광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세부 전공별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도 있었다(예; 서울대-사회과학계열 모집. 연세대-세부전공 모집(심

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그리고 전공의 명칭이 자주 변동되고, 같은

전공이라도 학교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예; 서울대-수리과

학부, 연세대-수학과). 이런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1인과 검토

끝에 희망전공을 추구/타협 하였는지 만으로 전공추구/타협 여부를 결정

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용어를 변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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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적성일치도의 경우, 적성일치도를 묻는 문항에 흥미, 소

질과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흥미는 적성, 소질과는 또 다른 의미

로 사용되기에 흥미와 적성을 모두 포함한 용어인 흥미적성이라는 용어

로 변경하였다.

‘대학생 진로의사결정 검사’는 황매향(2002)의 연구 당시와 입시제도

가 많이 달라진 현 제도를 반영하여 문항을 약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원 검사와 같이 ‘인적사항’과 ‘나의 대학 및 학과 선택’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에 시작하기에 앞서 “2013학번(2학년) 분들

만 설문에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제시하였다. 그 후 인적사항에

서 대학, 학과, 입학년도, 연령, 성별, 지난학기 평균학점, 현재 대학 및

학과에 대한 만족도 등 진로와 관련된 기초정보를 파악하였다.

나의 대학 및 학과 선택 부분은 희망 대학 및 학과와 지원 대학 및

학과들에 대한 질문이다. 수시전형의 비중이 높아진 것과, 정시전형에서

가, 나, 다 군의 세 곳만을 지원할 수 있는 2013년도 입시 제도를 반영하

여, 설문지를 수시와 정시부분으로 나눈 후 자신이 지원한 전형 부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원서를 작성할 당시 가장 진학하기를 원

했던 대학과 학과, 실제로 원서를 제출했던 모든 대학과 학과를 적고, 합

격여부도 표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록한 대학 및 학과들이 각각 어느

정도 자신의 흥미적성에 부합하는지를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는 3개

의 문항과, 자신과 부모님이 어느 정도 합격을 바랬는지 5점 Likert 척도

로 응답하는 2개의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문항을 그대

로 사용하였다.

본 검사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연구대상들의 신상에 대한 기초정

보,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여부, 희망했던 대학 및 학과, 지원한 대학 및

학과와 각각의 합격여부, 희망 학과와 지원 학과에 대한 흥미적성일치도

등이다. 그리고 대학지위 타협여부를 규정하는 작업은, 중앙일보의 최근

5년(2008-2012) 대학순위의 평균 순위를 사용하여 희망 대학과 재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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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2012

1 KAIST KAIST KAIST KAIST KAIST

2 POSTECH 서울대 POSTECH POSTECH POSTECH

3 서울대 POSTECH 서울대 연세대 서울대

4 연세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연세대

5 고려대 연세대 고려대 고려대 성균관대

6 성균관대 성균관대 성균관대 성균관대 고려대

7 한양대 한양대 경희대 경희대 서강대

8 서강대 경희대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9 이화여대 서강대 한양대 서강대 한양대

10 경희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중앙대 중앙대

11 인하대 인하대 인하대 인하대 이화여대

12 한국외대 이화여대 중앙대 이화여대 인하대

13 부산대 중앙대 아주대 아주대 동국대

14 중앙대 건국대 건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15 아주대 부산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16 건국대 경북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아주대

17 경북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건국대 건국대

18 서울시립대 아주대 경북대 숙명여대 경북대

19 가톨릭대 홍익대 숙명여대 경북대 부산대

20 홍익대 전남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표 2> 2008-2012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표 http://www.jedi.re.kr/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순위

서울대 1 1 1 1 2 1.2 1

연세대 2 3 2 2 1 2 2

고려대 3 2 3 3 4 3 3

성균관대 4 4 4 4 3 3.8 4

한양대 5 5 7 6 7 6 5

경희대 8 6 5 5 6 6 5

서강대 6 7 6 7 6 6.4 6

중앙대 12 11 10 8 8 9.8 7

건국대 14 12 12 15 15 13.6 8

서울시립대 16 15 14 14 12 14.2 9

<표 3> 대학순위 평균

학의 대학 순위 차이가 1보다 큰 경우 ‘대학명성 타협’으로 0이하인 경우

는 ‘대학명성 추구’ 명명하여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타협 유형화는 황매

향(2002)의 검사를 응용한 것으로서 <표 2>와 <표 3>에 중앙일보 대학

평가 종합순위표와 이를 이용한 대학순위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대학순

위 평균은 남녀공학, 종합대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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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유형 설명

무타협 대학명성, 학과인기도, 적성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음

대학지위추구 대학명성을 유지 또는 추구하면서, 학과 인기도와 적성을 포기함

전공추구 학과인기도를 유지 또는 추구하면서, 대학명성과 적성을 포기함

흥미적성추구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기 위해, 대학명성과 학과인기도를 포기함

흥미적성타협 적성을 포기하고, 대학명성과 학과인기도를 유지 또는 추구함

전공타협 학과인기도를 포기하고, 대학명성과 적성을 유지 또는 추구함

대학지위타협 대학명성을 포기하고, 학과인기도와 적성을 유지 또는 추구함

전체타협 대학명성, 학과인기도, 적성 모든 면을 포기함

미분류 타협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표 4> 대학입학 타협유형

학과타협은 희망 학과와 현재 학과의 일치 여부를 통해 확인하였다.

희망학과와 재학학과가 동일하거나, 희망학과가 재학학과를 포함하는 경

우(ex; 희망학과-사회과학계열, 재학학과-심리학과), 그리고 희망학과와

재학학과의 명칭은 다르나, 희망대학의 희망학과가 재학대학의 재학학과

와 동일한 전공임에도 명칭만 다를 경우(ex; 희망학과-서울대 수리과학

부, 재학학과-연세대 수학과)는 전공을 추구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

나 희망학과와 재학학과가 분명하게 다르거나, 혹은 희망학과와 재학학

과가 유사하긴 하지만, 재학학교에 희망학과와 동일한 학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학과를 타협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흥미적성 일치도는 각 학과에 대해 5점 Likert 척도의 3개 문항에

응답하여 합산 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학과에 대한 흥

미적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희망 대학과 재학대학의 흥미적성일치

도 점수의 차이 점수를 흥미적성 타협점수로 사용하여 값이 1보다 큰 경

우를 흥미적성타협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타협 유형을 분류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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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 만족도 질문지

하혜숙(2000)의 연구에서 타당화한 학과만족도 질문지를 구성하는

28개 문항(5점 Likert 척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학과만족도는 학교만

족, 교과만족, 인식만족, 일반만족, 관계만족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는 구

념이다. 각 요인별로 7문항, 6문항, 5문항, 6문항, 4문항을 포함하고, 학교

만족은 자신이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만족도, 교과만족은 현재

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학습내용에 대한 만족도, 인식만족은 학과의 사회

적 유명세나 인지도에 의한 만족도, 일반만족은 전반적인 학과에 대한

만족도, 관계만족은 학과에서 일어지는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의미한다.

하혜숙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질문지를 타당

화하여 구인타당도를 확보하였고, 각 요인들의 내적합치도로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각 요인의 요인부하량은 9.22, 3.04, 2.22, 1.45, 1.20으로 각각

나타났고 이들의 총설명변량은 61.2%였다.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a)는, .87, .73, .89, .89, .76으로 각각 기록하고 있다.

연구대상자 530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포함되는 문항이 하혜숙의 연구에서 제시한 문항구성과 일치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요인 각각에 대한 분석이 아닌, 학과만족도 전체

를 기준으로 타협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므로, 전체 문항에 대한 신

뢰도를 확인하였는데, 전체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a)는 .919

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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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준비행동 질문지

김봉환(1997)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진로준비행동 질문지’(내적합치도

.84, 반분신뢰도 .74, 검사-재검사 신뢰도 .82)를 사용하여, 총 16문항 중

취업준비 여부를 질문하는 1개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문항들을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맞는 표현으로 조금 수정 변환한 황매향(2002)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에는 서진숙(1998)의 연구에서 타당화한

진로준비행동 질문지의 내용 가운데 대학교 신입생들의 진로 준비행동으

로 적합한 5개 문항을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황매향(2002)의 질문지는 4

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적응도 질문과 동일

하게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문항 수는 선행연구와 같이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황매향(200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값(Cronbach

a)은 .84였고, 본 연구에서도 .87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4) 진로변경의사 질문지

졸업 이후 다른 대학이나 분야로 진출하기를 원하거나, 졸업 전에

다른 대학입학 재응시 또는 전과를 통해 다른 대학이나 학과로 옮기는

것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이다. 하혜숙

(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졸업 후 진로변경에 대한 문항에, 졸업이전 진

로 변경에 대한 문항을 직접 제작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황매향

(2002)의 질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하혜숙(2000)과 황매향(2002)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대학원 진학이라

는 진로대안을 두고 재학 중인 대학의 대학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리

고 재학 중인 학과인지 아닌지에 따라 총 4 문항이 구성된다. 이는 대학

원과 관련된 질문에 너무 많은 문항이 분포함으로써 다른 진로대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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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항의 비중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1인과 검토 끝에, 대학원이나 취업이라

는 진로대안의 종류보다는 그 진로대안이 현재 전공과 관련이 있는지 없

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학원과 관련한 4 문항을 제거하고, 취

업과 관련된 문항에 대학원의 대안도 함께 넣어 문항을 재편성 하였다.

그 결과 총 5문항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내적합치도(Cronbach a)값은

.79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문항 내용은 <부록>의 설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의 심의를 통해,

연구대상자와 대면하지만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기록하지 않는 연구이므

로 심의면제 받음으로써, 생명윤리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보

하였다.

심의이후 본격적인 연구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014년 4월 10일 부

터 5월 14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6개 대학에서 13학번이 많이 수강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 교양수업 중심으로 수업담당 교수와 이메일로 연락

하여 연구의 협조를 구하여 허락을 받아 진행하였다. 총 73명의 교수 중

16명이 긍정적으로 회신을 주셨고, 16개의 교양수업에 연구자가 직접 방

문하여 다양한 전공의 13학번들의 설문을 얻을 수 있었다. 회수된 587개

의 설문 중, 불성실한 응답이거나 예 체능계열인 경우를 제외한 530개의

설문을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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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

다. 적응도 척도로 활용한 학과만족도, 진로준비행동, 진로변경의사의 신

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학과만족도의 요인이 선행연구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

술통계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일원분산분

석(one-way ANOVA)과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타협유형별 학과만

족도, 진로준비행동, 진로변경의사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하고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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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유형 남학생(%) 여학생(%) 전 체(%)

무타협

학교지위추구

전공추구

흥미적성추구

흥미적성타협

전공타협

학교지위타협

전체타협

미분류

72(30.1)

23(9.6)

9(3.8)

22(9.2)

2(0.8)

26(10.9)

41(17.2)

43(18.0)

1(0.4)

75(25.8)

33(11.3)

4(1.4)

27(9.3)

3(1.0)

19(6.5)

66(22.7)

61(21.0)

3(1.0)

147(27.8)

56(10.6)

13(2.5)

49(9.2)

5(1.0)

45(8.5)

107(20.2)

104(19.6)

4(0.8)

전 체 239(100) 291(100) 530

<표 5>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대학입학타협유형 성별 분포

IV. 연구 결과

1.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대학입학타협유형

분포

타협유형은 무타협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흥미적성추구/타협유형과

전공추구/타협유형은 사례수가 적은 편에 속하였다. 전체적인 분포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흥미적성만 추구/타협하거나 전공만 추

구/타협하기 보다는, 흥미적성과 전공이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또한 성별과 전공에 대한 각 적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므로, 성별이나 전공계열 요인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학교지위만 추구하거나, 학교지위는 타협했으나 전공과

흥미적성을 추구한 경우를 중심으로 무타협, 전체타협 유형과 함께 분석

해 보고자 한다. 즉, 무타협, 학교지위추구, 학교지위타협, 전체타협 네

유형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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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유형 문과(%) 이과(%) 전 체(%)

무타협

학교지위추구

전공추구

흥미적성추구

흥미적성타협

전공타협

학교지위타협

전체타협

미분류

81(24.9)

35(10.8)

8(2.5)

34(10.5)

3(1.0)

26(8.0)

76(23.4)

60(18.5)

2(1.0)

66(32.2)

21(10.2)

5(2.4)

15(7.3)

2(1.0)

19(9.3)

31(15.1)

44(21.5)

2(1.0)

147(27.8)

56(10.6)

13(2.5)

49(9.2)

5(1.0)

45(8.5)

107(20.2)

104(19.6)

4(0.8)

전 체 325(100) 205(100) 530

<표 6>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대학입학타협유형 전공계열 분포

네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한 이유는 첫째, 본 연구가 한국의 학벌주

의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안고 시작하였기 때문이며, 둘째, 통계적 분

석이 유의할 정도로 사례수가 많은 상위 네 개의 유형이기 때문이다.

2. 무타협, 학교지위추구, 학교지위타협, 전체타협1)의

적응도 및 성적 분석

네 타협유형이 적응도와 성적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각 유형과 적응도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결과는 <표 7>

과 <표 8>에 정리되어 있다.

네 유형은 학과 만족도(F=.000, p<.05)와 진로변경의사(F=11.421,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과만족도에서 무타협 유형

(M=113.48, SD=12.12)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전체타협 유형

1) 무타협 – 학교, 전공, 흥미적성을 모두 얻은 집단 
   학교지위추구 – 학교는 얻었으나, 전공과 흥미적성을 포기한 집단 
   학교지위타협 - 학교는 포기하였으나, 전공과 흥미적성은 얻은 집단 
   전체타협 – 학교, 전공, 흥미적성 모두 포기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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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만족도 진로준비행동 진로변경의사 성적

학생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무타협

학교지위추구

학교지위타협

전체타협

147

56

107

104

113.48

106.13

106.38

101.06

12.12

12.32

18.81

17.01

54.45

52.48

55.70

53.66

13.56

13.23

13.10

13.16

7.97

11.07

8.86

11.10

3.45

4.06

3.92

4.33

3.59

3.45

3.80

3.66

1.04

1.06

.94

1.00

전 체 414 107.53 16.01 54.31 13.29 9.41 4.11 3.64 1.01

<표 7> 네 유형의 적응도 기술통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학과만족도

타협유형 9817.32 3 3272.44 13.82**

오차 97091.78 410 236.81

합계 106909.10 413

진로준비행동

타협유형 440.43 3 146.81 .83

오차 72462.00 410 176.74

합계 72902.43 413

진로변경의사

타협유형 786.29 3 262.10 17.32**

오차 6203.54 410 15.13

합계 6989.83 413

성적

타협유형 5.36 3 262.10 1.77

오차 143.45 410 15.13

합계 418.80 413

*p < .05, **p < .001

<표 8> 네 유형에 따른 적응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M=101.06, SD=17.01)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학교지위추

구 유형(M=106.13, SD=12.32)과 학교지위타협 유형(M=106.38,

SD=18.81)은 학과만족도가 거의 유사하였다. 진로변경의사의 경우는 무

타협 유형(M=7.97, SD=3.45)이 가장 낮았고, 전체타협 유형(M=11.10,

SD=4.33)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학교지위추구 유형(M=11.07, SD=4.06)

과 학교지위타협 유형(M=8.86, SD=3.92)을 함께 비교하였을 때, 전공과

흥미적성은 유지한 채 학교지위를 타협한 유형의 진로변경의사가 학교지

위만을 추구한 유형보다 더 낮았다(t=3.3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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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위추구 학교지위타협

학과만족도

평균 106.13 106.38

표준편차 12.32 18.81

t통계값 -.09

진로준비행동

평균 52.48 55.70

표준편차 13.23 13.10

t통계값 -1.49

진로변경의사

평균 11.07 8.86

표준편차 4.06 3.92

t통계값 3.38*

성적

평균 3.45 3.80

표준편차 1.06 .94

t통계값 -2.21*

사 례 수 56 107

*p < .05

<표 9> 학교지위추구와 학교지위타협 여부에 따른 적응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한편, 네 유형의 진로준비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

지는 않았다(F=.83, p>.05). 그러나 평균으로만 보자면 진로준비행동에서

네 유형 중, 학교지위타협 유형이 (M=55.70, SD=13.10)으로 가장 높았으

며, 학교지위추구유형이(M=52.48, SD=13.23) 가장 낮았다. 성적의 경우,

네 유형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F=1.77, p>.05), 학교지위추

구 유형과 학교지위타협 유형 간에는 성적차이가 유의했다(t=-2.21,

p<.05). 학교지위추구 유형과 학교지위타협 유형간의 통계적 비교는 표

<9>에 정리되어 있다.

네 영역과 적응도의 차이를 종합하여 보면, 네 유형은 학과만족도와

진로변경의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무타협 유형과 전체타협유형간

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전공과 흥미적성을 포기하고 학교를

추구하는 것은 반대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학과만족도는 유사하나 더

높은 진로변경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진로준비행동과 성적은 네 집단 전

체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교지위추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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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네 가지 타협 유형별 학과만족도 비교 

[그림 3] 네 가지 타협 유형별 진로준비행동 비교 

과 학교지위타협유형 두 유형만을 비교하였을 때, 두 유형 간에 평균의

차이가 있었고, 특히 성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그림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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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네 가지 타협 유형별 진로변경의사의 비교

[그림 5] 네 가지 타협 유형별 성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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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지위 추구집단의 전공, 흥미적성 타협여부에 따

른 적응도 차이

동일하게 학교를 추구해서 간 학생들 간에, 대학적응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드는 변수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네 유형 비교와는 별

개로 8가지 모든 유형 중 학교지위를 추구한 4 유형(무타협, 학교지위추

구, 전공타협, 흥미적성타협)의 학생들을 전공타협 여부와 흥미적성 타협

여부로 나누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10>에 제시된 통계결

과를 요약해 보면, 학과만족도, 진로준비행동, 진로변경의사 모두에서 전

공을 추구한 집단과 타협한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95,

p<.05; t=2.09, p<.05; t=-2.52, p<.05), 흥미적성을 추구한 집단과 타협한

집단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38, p<.05; t=-3.06, p<.05; t=-3.72,

p<.05). 다시 말하면, 연구 대상들 가운데 학교를 추구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추구 여부와 흥미적성추구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전공이나 흥미적성을 타협하고 학교지위를 추구한 학생들은 전공이나 흥

미적성을 추구하여 학교지위를 추구한 학생들에 비해 학과만족도와 진로

준비행동이 유의하게 더 낮았고, 진로변경의사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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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위 추구

전공추구 전공타협
흥미적성
추구

흥미적성
타협

학과

만족도

평균 113.36 104.98 111.86 104.46

표준편차 12.36 13.63 13.64 13.84

t 통계값 2.95** 2.38*

진로준비

행동

평균 56.28 50.59 55.98 48.61

표준편차 13.61 12.04 12.80 12.76

t통계값 2.09* -3.06**

진로변경

의사

평균 7.56 9.78 7.37 11.25

표준편차 3.69 4.70 3.30 5.07

t 통계값 -2.52* -3.72**

사 례 수 50 41 63 28

*p < .05, **p < .01

<표 10> 학교지위를 추구한 학생들의 전공추구여부와 흥미적성추구 여부에

따른 적응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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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권 대학생들의

타협유형과 적응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시사한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본

연구가 진로상담영역에서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고 연구의 제한점 및 후

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1)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대학입학 타협유형 분포

본 연구는 6개의 상위권 대학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황매향

(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대학입학 타협 유형을 나누어 보는 연구를 진

행하였다. 각 대학별로 평균 2개 이상, 총 16개의 교양강좌에 방문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수거된 587개의 설문지 중 530개의 설문지가 자료

로 활용되었다.

그 결과 학교지위, 전공, 흥미적성을 모두 추구한 무타협 유형이 147

명(27.8%)로 가장 많았고, 학교지위타협 유형이 107명(20.2%)로 두 번째

로 많았다. 전체타협의 경우 104명(19.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인

순서를 보자면, 무타협-학교지위타협-전체타협-학교지위추구-흥미적성

추구-전공타협-전공추구-흥미적성타협이었으며, 하위 2개의 유형은 거의

유사하게 적었다.

이 결과는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우려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서울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한 황매향(2002)의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첫째, 학교와 전공, 흥미적성을 모두 타협하지 않은 무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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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선행연구의 41.6%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며, 둘째,

전체타협유형은 선행연구에서 가장 적었던 반면, 상위권 대학 학생들에

게서는 3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타협 유형은 다양

한 적응도에서 가장 높은 적응도를 보이는 유형으로서 8 유형 중 가장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반면, 전체타협유형은

가장 낮은 적응도를 보이는 유형으로서 대학생활 동안 여러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Tsaousides와 Jome(2008)의 연구에서 타협의 정도를 네 개의 수준

(무타협-경미한 타협-중간수준의 타협-극심한 타협)으로 나누어 타협 정

도에 따라 부정정서, 긍정정서, 직무만족과의 관련을 확인한 결과, 타협

정도를 크게 지각할수록 부정정서는 높고 긍정정서는 낮으며 직무관련

만족도가 낮았다. Vandiver와 Bowman(1996)이 각 개인이 발달과정을

통해 형성시킨 진로자아개념의 보편성 보다는 개인의 고유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타협정도가 커지는 것이 개인의 부적응과 불만족과 관련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다.

물론 본 연구 결과를 상위권 대학의 전체학생으로 일반화하기는 어

려우나,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이 같은 서울권 대학 학생들 전체보다 무

타협이 적다는 사실과 전체타협이 유난히 높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상위권의 좋은 대학에 갔다는 이유로 남들의 부러움을 살지는 모르나,

학생 당사자는 사회진입 직전 가장 중요한 시기를 적응적 어려움을 겪으

며 보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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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타협/학교지위추구/학교지위타협/전체타협 유형간 적응

도 비교를 통해 알아 본 전공, 흥미적성의 중요성

본 연구에서는 특징적인 네 유형을 비교해 보았다. 이 결과를 종합

하여 보았을 때, 학교지위를 추구하더라도 전공과 흥미적성이 고려되지

않은 선택을 했을 경우 사회진입 이전시기로서의 대학시절동안 만족스러

운 진로준비를 할 수 없으며, 전공과 흥미적성을 고려하여 진로선택을

한 학생들보다 진로에 의한 갈등이 을 더 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결과

를 확인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면, 무타협, 학교지위추구, 학교지위타협, 전

체타협 유형의 학과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진로변경의사를 비교하였을

때, 무타협 유형이 전반적으로 높은 적응도를 보이고, 전체타협 유형이

가장 낮은 적응도를 보였다. 특히 학과만족도와 진로변경의사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8유형의 양 극단에 있는 두 집단

의 적응도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지위추구, 학교지위타협 유형 간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

들이 존재했다. 특히 진로준비행동의 경우는 학교지위타협 유형이 유의

하게 더 높았는데, 학교지위만 추구한 유형과, 학교지위는 타협했더라도

흥미적성과 전공을 추구한 유형간의 진로준비행동의 차이가 무타협 유형

과 전체타협 유형간의 차이보다도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진로준비행동

은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행동에 대한 척도임을

고려할 때,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관문으로서의 대학시절동안 진로영역에

서는 중요한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진로변경의사의 경우는 학교지위추구 유형이 학교지위타협 유형보다

더 높았으며 이 점수는 전체타협유형과도 유사한 점수였다. 즉, 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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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적성이 고려되지 않은 진학을 했을 경우,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대학시절 공부하고 배우는 전공과는 전혀 다른 진로를 계획

하고 있거나, 수능시험을 다시 치르고 싶어 하거나, 편입이나 전과를 계

획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또한 네 집단 간의 성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지위추

구 집단과 학교지위타협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교지

위를 추구한 유형보다 학교지위를 타협한 유형의 성적이 더 높았다. 이

는 학업성취도 면에서도 전공과 흥미적성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나동진, 송재홍(1985)와 장대운 등(1986)은 전공적

성 불일치 대학생의 전공학과 부적응에 대한 연구나 박희인과 구자경

(2011)의 전공 적성 불일치 연구의 결과와도 연결이 된다. 이 연구들에

서는 전공과 적성이 나와 불일치한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박신영(2012)의 여대생의 휴

학 사유와 경험에 대해 사례 연구에서도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의

전공을 선택한 것이 휴학의 요인이었다. 그러나 아시아권에서는 진로의

사결정에서 사회적 지위가 흥미나 적성보다는 중시되고 있다는 연구 결

과(Leung, 1993; Leung, Iveny & Suzuky, 1994)만 보아도, 학벌위주의

우리사회에서 학교의 지위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라면 흥미 적성

은 상대적으로 진로결정과정에서 간과되기 쉽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집단을 비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흥미적성과 전공이 고려

되지 않고 학교 지위만 추구하였을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교

생활 적응이 더 어려울 수 있으며,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변경의사에서의

결과는 특히 진로와 관련하여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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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지위를 추구한 집단 내에서 전공과 흥미적성의 중요성

학벌위주의 사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교의 서열이 문제시 되고 있

는 것은 사실이다(김동훈, 2001). 그러나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우리사

회에서 성취와 성공의 척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강인원, 전성일,

2003; 유혜은, 2010),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학생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의 입장에서 대입이 그들의 초,

중, 고등 교육과정의 결실이며,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초, 중, 고

등학교 생활의 성취도와 성실도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지위

를 추구하는 것은 좋고 나쁘고를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학교를 추구해서 간 학생들 간에, 대학적응에 의

미 있는 차이를 만드는 변수가 있다면 어떨까. 전체를 학교지위 추구 여

부로 나누어 학교지위를 추구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전공추구여부와 흥미

적성추구 여부에 대한 세 가지 적응도를 확인하였을 때, 학과만족도, 진

로준비행동, 진로변경의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똑같이 학교지위를

추구한 학생들 간에도, 전공과 흥미적성을 추구한 학생들은 높은 적응도

를 보이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적응도를 보이

는 것이다.

이는 아무리 학교지위를 추구하여 대학 진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

공을 타협했거나 흥미적성을 타협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대학생활 동안 진로에 대한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

러한 결과는 적성 및 흥미, 능력과 전공분야가 불일치할 경우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게 되거나 전

공학문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진로에 대한 혼란을 경험한다(양명희,

박명지, 김희정, 2010)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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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여러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전공과 흥미적성

앞서 살펴보았던 연구들과 같이 적응은 개인과 환경사이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Haggerty, Sherrod, Garmezy,

& Rutter, 1994), 대학생활적응에는 대학의 새로운 환경, 교우관계나 교

수와의 관계 등 다양하고 변화된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전망, 학업, 건

강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작용한다(김계현 등, 2005; 한덕웅 등, 1993). 즉,

이러한 환경들에는 단순히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성취감보다는 전

공에 나의 흥미가 있는지, 심도 있는 전공 공부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원했던 공부인지, 전공 내 관계 맺는 사람들(교수 및 친구들) 또한 내가

흥미 있는 분야의 사람들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원하

는 학교에 입학했다는 성취감은 잠깐 나를 만족스럽게 하지만, 지속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공과 흥미 적성이 고려되지

않은 학교 지위만을 추구하는 대입전략은 학생 당사자에게는 대학생활

적응에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시사점 및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

1) 진로상담 영역에 주는 시사점

학벌주의 사회 속에서,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이 입시생들에게 얼마

다 부담이 되는 일인지는 누구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구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전공과 흥미적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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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만을 고집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나라 입시제도 하에서는 학생들의 흥미적성을 발견하고 대학진로의 방향

을 설정해 볼 수 있는 수업이나 상담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의 대학입

학이 학교와 교사의 실적으로 인정되고 분위기에서 학생이 무엇을 정말

원하고 좋아하는지를 상담해 주는 것은 쉽지 않다. 학부모들 또한 학력

이 취업, 임금, 승진, 결혼, 사회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기에(강인원, 전성일, 2003), 부모마저도 자녀의 흥미적성에 따른 학교,

전공에 대한 조언을 주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 중, 고 상담 장면에서 본 연구에서 밝힌 바

와 같이 학생의 흥미적성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전공을 찾아갈 수 있도

록 선택을 돕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집안에서부

터 자녀들의 대입 부담을 줄여주고 진정 원하는 흥미,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부모들을 교육하는 것이 고교 상담교사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상담교사들의 인력 확보 및, 학교 차원의

원조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대학 상담 장면에서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어떠한 타협 경로를 거쳐 대학에 입학하였는지를 파악하고,

이 학생들이 대학시절동안 끝없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 방황하며

학교에 부적응하지 않도록 돕는 진로상담이 절실하다. 대학생의 학교생

활 적응은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대학 교육의 효율성과 대학교육의

경쟁력과도 관련이 있으며(김계현 외, 2005), 대학생들의 불필요한 사회

진입 지연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상위 학교 학생들 중, 대학지위를 추구

하여 입학하였으나 전공이나 흥미적성에 불만족하여 학과에서 겉돌거나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의 우수한 학업능력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서는 발휘되기 힘들다.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학생이 자신의 흥

미 적성을 찾고 진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대학생활의 진로선

택이 대학졸업 이후의 직업세계로 이행에 연결될 수 있도록 잘 도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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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역량 있는 진로상담자가 더 많이 양성될 필요가 있다(유현실,

김창대, 2011).

2) 사회에 주는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대학입학 타협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적응도와 연과지어 살펴봄으로써 학벌주의 사회의 우려가 실제임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던 대학카스트

제도(김동훈, 2001)라든지, 대학입시를 통한 학력이 개인의 임금, 승진,

결혼, 직장,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는 인식(강인원, 전성일, 2003; 유혜

은, 2010)연구를 상담학에 접목시켜 연구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를 이

끌어 갈 대학청년들에게 학벌주의 사회의 인식들이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학생의 흥미적성과 전공에 대한 탐색을 도

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미약하게나마 일조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한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서열은 존재해 왔고, 이런

역사 속에 학력이 중시되어 온 학벌주의 풍토가 바뀌기는 어려울 지도

모른다.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하더라도 가만히 포기한

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보다는, 우리 사회에 아주 작은 울림

이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 학문이 해야 할 일이며, 본 연구는 그러한 역

할에 작게나마 일조했다는 데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대

학입학 타협유형을 분석하고 적응도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살핀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

구는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학입시 타협 시기로부터 1년 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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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회상에 의한 자기보고식 연구라는 한계극복

을 위해 3학년 이상을 제외한 2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2학년조차도 회상시점과 현재간의 1년 이상의 시간적 거리가 존재하

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대학생활 만족 정도에 따라 자신의 기

억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또한 전 학

년이 아닌 2학년만 대상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상위권 대학 학생들 모

두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공타협 여부를 나누는데 있어 기존 연구

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생이 원했던 전공과 재학 전공간의 일치

여부만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대학 타협 여부와 흥미

적성 타협 여부의 기준에서 한계를 가진다. 대학타협여부의 경우는

2008-2012 중앙일보 대학순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나 학생들이 지각

하는 대학순위에 차이를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며, 적성타협여부의 경우는

학생들의 자기보고식 설문만으로 판단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

다.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를 함께

병행하거나 좀 더 참신하고 객관적인 분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나아가, 이 세 요인 이외의 대학입학 타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기 어려웠던 점 또한 후속연구에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세 번째로 총 데이터의 사례수는 530개로 적지 않았으나, 이 사례를

여러 개의 타협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각 유형에 속하는 사례수는 100개

안팎이거나 50개 안팎으로 적었다. 통계적으로 좀 더 타당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가 수집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황매향(2002)의 타협유형 연구 중 유형과

적응도간의 관계 부분이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나아가,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연구가 시행된다면, 상위권 대

학의 학생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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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교양수업 담당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예시

________대 _______수업을 담당하시는 _________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 전공 김계현 교수님의 제자로 수학

중인 석사과정 임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메일을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교수님의 수업에서 2013학

번을 대상으로 연구를 위한 설문 진행을 허락받고자 함입니다.

설문은 5분-7분 정도 진행되며, 교수님의 수업 전반부나 후반부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길 허락받고자 합니다.

혹, 수업시간이 어려우시다면, 수업 후에라도 진행할 수 있을런지 허락을

구합니다.

저의 연구주제는 “상위권 대학생의 대학입학 타협유형 적응도 분석”입니

다. 학생들이 대학입학 당시 치열하게 입시고민을 하며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는데, 이를 타협(선택과 포기)과정으로 보고 어떠한 타협 유형으로

대학을 선택하는지를 분석합니다. 타협 유형을 결정짓는 요인들은 대학

명성, 학과인기도, 개인의 적성 이렇게 세 가지인데, 타협 결과 대학에서

보이는 다양한 적응도(진로준비행동, 학과만족도, 진로변경의사, 직전학

기 성적)의 양상을 살피는 연구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례 없는 대한민국의 입시환경에서 학생들의 진로선택

을 더 잘 도와주기 위해 수행할 가치가 있는 연구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입시 고민이 더욱 치열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_______대학 학생들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_______ 수업에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교수님의 수업에 설문을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6개 학교에서 2학년(2013학번)학생 대략 600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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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기관윤리 심의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은 연구로

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진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덧붙여, 학생들에게 제공될 예정인 설문지와 저의 간략한 연구 계획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확인하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끝까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임수영 드림

(010-5758-1065)

(지도교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 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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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 the start of university life, teenagers are required to undergo

the tasks of adapting to a new environment including their university,

their major, their new relationships and so on. While diverse internal

and external variables influence adaptation to university, many studies

reveal that the process of enrollment prior to university admission

also has a strong influence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There are

eight different types of compromise, based on the prestige of

university, the major and the interests and abilities of the students,

that exist in the process of enrollment into universities; this study

reveals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se 8 types of

compromise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However, there is

widespread recognition that academic background in terms of

university is a strong determiner of the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a person in society, so much that the prestige of university is

included in the standards of the compromise of university enrollment.

The value of academic background increases the higher the prestige

of university; however, whether this is a positive influence in

adapting to university is unclear.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types of compromise

seen in university students from some of the top-ranking universities

in Seoul during the process of enrollment into universities. In

addition, based on previous studies that state that adapting to

university is related to the School Satisfaction Inventory (SSI) and to

stable career choices, this study evaluates adaptation to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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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ypes of comprise through the School Satisfaction Inventory

(SSI),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CPBS), and the Career

Transition Questionnaire (CTQ).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comprise of the prestige of university in order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oices influenced by values of academic

background existing in South Korea's enrollment culture,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a survey was performed of

sophomores in the top six universities as ranked in the integrated

ranking index of university evaluation done by Choong-ang Daily

News from 2008 to 2012. The survey was given to 587 students

taking general courses but only 530 answers were used due to the

elimination of insincere answers and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major students’ answers. After classifying the types of compromise of

enrollment into university according to the standards given by Hwang

Mae-hyang (2002), the relationships of the three levels of adaptation

were confirmed through the one-way anova and t-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confirmed the types of compromise of

students in the top universities in Seoul and when examining the

level of adaptation of four specific types- absence of compromise,

pursuit of the prestige of university, compromise of the prestige of

university, and complete compromise- the absence of compromise

type had the highest level of adaptation and the complete compromise

type had the lowest level of adaptation.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four types in the School Satisfaction Inventory (SSI) and

the Career Transition Questionnaire (CTQ), however there were not

notable differences i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C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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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resting result was that in the case of the pursuit of the

prestige of university type and the compromise of the prestige of

university type, the pursuit of the prestige of university type, that

gave up factors like department and interest and ability and pursued

the prestige of university, had an overall lower level of adaptation

compared to the compromise of the prestige of university type. While

the pursuit of the prestige of university type and compromise of the

prestige of university type were similar in terms of the School

Satisfaction Inventory (SSI), in the case of the Career Transition

Questionnaire (CTQ), the pursuit of the prestige of university type

was higher than the comprise of the prestige of university type and

similar to the complete compromise type which is shown clearly in

the statistical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academic grades

also showed that the compromise of the prestige of university type

had higher grades than the pursuit of the prestige of university type,

which is also displayed in the statistical data. In terms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CPBS), although the two types did not

have notable differences in statistical data, the compromise of the

prestige of university type had a highe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CPBS) than the pursuit of the prestige of university type.

Furthermore, among students pursuing the prestige of university

(absence of compromise, pursuit of the prestige of university,

compromise of major, compromise of interest and ability) there were

notable differences in the three levels of adaptation according to the

possibility of compromise of major and the possibility of compromise

of interest and ability. Therefore, the students who pursued the

prestige of university while giving up major and interest and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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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lower levels of School Satisfaction Inventory (SSI)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CPBS) while having higher levels in the

Career Transition Questionnaire (CTQ).

This study confirmed that, compared to the results shown in

previous studies done on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the students of

some of the top universities had a lower proportion of the absence

compromise type and a higher proportion of the complete compromise

type; but when considering that the level of adaptation of the absence

of compromise type was the highest and that the complete

compromise type was the lowest, this study raises concerns about

this situation. In addition, the differences in levels of adaptation

between the pursuit of the prestige of university type and the

compromise of the prestige of university type imply a higher

possibility that students who do not consider interest and ability and

major but only pursue the prestige of university have difficulties in

adapting to university compared to other students. Such results

restate the important of students' interests and abilities and

exploration of majors, factors that are easy to overlook in our society

that places great emphasis on the prestige of university.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at was performed only with students

pursing the prestige of university, break the illusion that entering a

good university will lead to success in all other areas of life. This is

because the results imply that students who pursue the prestige of

university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major and interest and ability

have a higher possibility of experiencing conflicts related to career

during university life compared to other student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it is a study that help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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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the direction of career counselling for highschool students and

career counselling and consulting in universities. This study also has

significance in that it reveals real concerns for a society emphasizing

academic clique and plays the necessary role of academic literature in

indicating such concerns. However, this study has limits in that there

is difficulty in generalizing the study as a complete study of all

students in the top universities as it only evaluated the sophomores

classes. Also, difficulties in providing a more objective standard

concerning the possibility of compromise of major and the possibility

of compromise of the prestige of university, and difficulties in the

individual comparison of all 530 cases in the different types of

compromise were other limits to this study. If these limits are

supplemented and if more research, not only about situations after

compromise but also about the process of compromise, is added, the

study could have a wider understanding of students in the top

universities.

Key Words: the compromise type of enrollment into university,

decision-making, compromise, enrollment into university,

academic clique, adaptation to university, School Satisfaction

Inventory (SSI),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CPBS),

Career Transition Questionnaire (CTQ), career counselling

Student ID: 2012-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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